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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  필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이주가 격히 증가하여 재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환되고 있다. 다문화란 단

일문화에 비되는 개념으로 같은 통과 문화를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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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학생들  상  다  경험에  적 역량  차  하여 학생  다  역량 

진  한 프 그램 개 에 필 한 초 료  제공하  해 수행 었다. 연 상  학생 663명  2016  9

월1  30 지 조사하 다. 연 결과 상  적 역량  평균 3.48점, 적 역량  에 는 

적 식  평균 3.78점  가  았고, 그 다  적 태도는 평균 3.73점, 적 지식과 술  평균 

2.92점  순  나타났다. 상  다  경험에  적 역량  다  사람들( )과 접촉경험  는 

경우, 다  사람들  한 사경험  는 경우, 다   수업 경험  는 경우 등에  경험  없는 경

우보다 적 역량  하게  것  나타났다. 러한 결과는 적, 실제적 차원에  학생  적 역

량 진  한 과정 개   다   프 그램 개  한 초 료  제공할 수  것 다.

주제어 : 다 , 학생, 적 역량, 적 식, 적 태도

Abstract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components of cultural competency in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ir multicultural experiences. We collected the data from 663 college students located in Gyeonggi-do in 

September, 2016. Using the SPSS/WIN 21.0 version, we analyzed the data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Our results are as follows. The average of cultural competency is 3.48 points, In the components of 

cultural competency, cultural awareness is highest at an average of 3.78 points, followed by cultural attitude 

which has an mean value of 3.73 points. Also, the cultural competency based on the multicultural experience, 

it is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 subjects contact with multicultural people and take a class related to 

multiculture than the subjects who don't have those kind of experiences. This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multicultural experiences, because those multicultural 

experiences improve students’ cultural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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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하나의 문화에 다양한 문화들이 통합되어 한 사회 내

에 여러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1].

행정안 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38,587명, 외국국 동표

233,265명, 결혼이민자 149,764명, 유학생 80,570명인 것

으로 나타났다[2]. 특히 국제결혼건수의 상승과 국 의

다양성은 결혼 이민자 2세 즉, 다문화 가정을 통한 아

동 출산을 제로 하는 것이 부분이므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원만한 응은 우리나라 미래에 향을 미

치는 요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3].

그러나 실 으로 다문화가정은 부분이 소외계층

으로 차별을 받아오고 있으며 의사소통의한계와 문화

차이로 인해서 사회 응이 어렵고 사회 편견과 법․

제도 차별, 자녀문제, 경제문제, 정보격차문제, 가족해

체 등의 각종 험에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다[4,5,6,7].

한 한국에있는 많은 결혼이민자들은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 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문화 응스트 스 등으로

인하여 심리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8].

이민자들은 기 응 과정에서 두 문화 사이에서의 차

이가 크고 사회 응에 한 주변의 압력이 심할 경우 우

울이나불안같은심리 , 정서 문제가야기될수있다[9].

우리사회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로 확 되면서 다

문화 사회를 성공 으로 이끌기 해서는다문화 사회에

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 없이 다문화 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10]. 한 자신들이 속해있는

문화에 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의 가치 과 다를 수

있는 타문화에 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 타 문화를 존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 역량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다른 언어 문화

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 으로상호작용하는 능력

으로[11], Weaver는 문화 역량의 구성요소를 문화

지식, 기술, 인식이라고 정의하 다[12]. 다문화 역량이란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상자에게효과 인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일

반 으로 다문화에 한 인식, 지식 기술의 정도를 말

하며[13], 문화 역량의 향상을 해서는 새로운 문화에

한 지식을 쌓아야 하며 수용 가능한 사회 기술을 습득

하고, 문화 민감성과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상호작용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8].

이러한 문화 역량개발은 다양화, 세계화 되어가고

있는 시 에 미래의 도 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학생의 다문화 역량은 장에서 그 로 실천될 수

있고, 추후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하며 다문화 역량에 한 필요성이 크게

두되고 있다[14]. 이처럼 학생들에게 다문화 사회에

한 이해를 통해 외국인에 한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사

회에 한 정 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은 요하다.

다문화 상자에게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역

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기 해 문화 역량을 증가

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의 문화 역량의 함양을 해서는 타문화에

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체험이 요하며 학교수업에

서의 학습기회뿐만 아니라 자원 사활동, 여행, 이주민

과 같은 개인 체험 등이 문화 역량을 습득시키

는데 향을 미치게 된다[15]. 최근에는 학생들의다문

화 역량을양 , 질 으로 확인하는 연구[14,16]와 다문화

교과 로그램의 용 효과를 확인[17,18]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련 경험이 이들의 문화

역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미미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 특성을 가진 상자들

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의 다문화 경험에 따

른 문화 역량과 구성요소인 문화 인식, 문화 태도,

문화 지식과 기술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학생들의 문화 역량 증진을 한 교과목과 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상자를 이해하고 지지

할 수 있는 로벌 문인을 양성하는데 있어 기 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다문화 련 경험에 따

른 문화 역량의 차이를 확인하여 학생의 다문화 역

량증진을 한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

하기 함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일반 특성과 다문화 련 경험의 정도

를 확인한다.

2) 학생의 문화 역량 정도를 확인한다.

3) 학생의 일반 특성과 다문화 련 경험에 따른

문화 역량의 차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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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다문화 련 경험정도

와 문화 역량을 악하고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

역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경기도 A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연구목 , 자발 참여, 비 유

지 등을 서면으로 알린 후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설

문에 응하도록 하 다. 표본 수는 G power 3.0 analysis

software[19]를 이용하여 effect size 0.5, power를 0.95로

계산하 을 때 권고한 표본수인 400명보다 많아 충족되

었다. 임의 표집된 669명 부 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663명이 본 연구에 최종으로 참여하 다.

2.3 연 도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일반 특성 6문항, 다문화 경

험 11문항, 문화 역량의 구성요소인 문화 인식 5문

항, 문화 태도 8문항, 문화 지식 기술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다 경험 

다문화 경험은 가족이나 친척 에 다문화 구성원 유

무, 다문화 사람들의 경험 유무와경험 여부, 다문화

친구유무, 다문화사람들을 한 사경험 유무, 외국방

문경험 유무, 외국어실력은 어떠한지, 다문화 련 수업

경험 유무와 수업경험이 다문화 사람들에 한 인식

태도에 도움이 되었는지, 다문화 련된 수업의 필요 유

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문화 련 정보에 한 경험

유무를 말하며 이러한 변수로 측정된 결과를 의미한다.

2.3.2 적 역량 

문화 역량이란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신

념, 가치, 행동, 습 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능숙하게행동할 수 있는 능력[20]을 의

미한다. 문화 역량의 구성요소인 문화 인식은 문화

배경에 한 자기 인식과 타 집단의 문화의 다양성과

역할에 한 인식[12], 문화 태도는 인식이 선행되고

난 후 상에 한 경향성을 보이는 태도[21], 문화 지

식과 기술은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를 포함하는 문화

지식과 사회의 문제해결을 해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문화 기술[12]을 말한다. 문화 역량 도구는 최소연

[21]이 개발한 원조 문직의 문화 역량척도를 학생

에게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 척도는 총 33문항

으로 문화 인식 5문항, 문화 태도 8문항, 문화 지식

과 기술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 에서 5

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문화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소연[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문화 인식이 0.77, 문

화 태도가 0.89, 문화 지식 기술이 0.95이었고, 본

연구에서Cronbach's α 는 문화 역량이 0.94이었고, 문

화 역량의 구성요소인 문화 인식이 0.83, 문화 태

도가 0.87, 문화 지식 기술이 0.94 이었다.

2.4 료수집 

본 연구 자료 수집은 2016년 기 윤리 원회를 통과

한 후(IRB No : AN01-201608-HR-005-01) A 학교에

재학 인 7개학과 학생을 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자료를수집하 다. 한 윤리 고

려를 하여 연구 상자가 자의 으로 연구에 참여하도

록 하고, 도 포기하고자 할 때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아

도 무방함을 설명하 다. 그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료

를 수집하 으며 자료수집에는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총 669부 응답이 부 한 6부를 제외한 663

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5 료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과 다문화 경험 련 특성

은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둘째, 상자의 문화 역량은 평균, 표 편차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셋째, 일반 특성과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 역량

의 차이는 ANOVA와 t-test를 사용하 으며 ANOVA에

서 유의한 변수는 Scheffe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으로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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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연 상  적 특   다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일반 특성 성별에 따

라서는 여학생이 67.1% 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이 33.5%,

2학년 27.6%, 1학년 23.8%, 4학년 15.1%순으로나타났다.

학과는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의

보건계열이 60.9%, 유아교육과, 디지털정보통신과, IT응

용보안과의 비보건계열이 39.1%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65.2%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y n (%)

Age(yr) 21.82±5.65

<20 281 (42.4)

21-25 335 (50.5)

26< 47 (7.1)

Gender
Female 445 (67.1)

male 218 (32.9)

Grade

1 158 (23.8)

2 183 (27.6)

3 222 (33.5)

4 100 (15.1)

Major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404 (60.9)

Non-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259 (39.1)

Marriage status
Single 643 (97.0)

Married 20 (3.0)

Religion Yes 231 (34.8)

No 432 (65.2)

Multicultural relatives
Yes 48 (7.2)

No 615 (92.8)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people Yes 374 (56.4)

No 289 (43.6)

Feeling of the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people Very positive 59 (8.9)

Positive 192 (29.0)

Moderate 114 (17.2)

Negative 8 (1.2)

Very negative 1 (0.2)

Multicultural friends Yes 111 (16.7)

No 552 (83.3)

Volunteer experience for multicultural people
Yes 129 (19.5)

No 534 (80.5)

Experience in visiting foreign country Yes 296 (44.8)

No 367 (55.4)

Level of foreign language Very good 9 (1.4)

Good 24 (3.6)

Moderate 180 (27.1)

Poor 316 (47.7)

Very poor 134 (20.2)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95 (59.6)

No 268 (40.4)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information through various media
Yes 471 (71.0)

No 192 (29.0)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Required 516 (77.8)

Not required 147 (22.2)

How helpful multicultural education

Very much 58 (8.7)

Much 207 (31.2)

Moderate 116 (17.5)

Low 12 (1.8)

Very low 2 (0.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ulticultural Experiences of Subjects             (N=663)



Cultural Competency by Multicultural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661

다문화 경험에 따른 특성은 가족이나 친척 에 다문

화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7.2%, 다문화 사람들과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6.4%로 나타났으며 경

험은 ‘ 정 ’ 29%, ‘보통’ 17.2%, ‘매우 정 ’ 8.9%, 부

정 1.2%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친구가 있는 경우가

16.7%, 다문화 사람들을 한 사경험이 있는 경우가

19.5%, 외국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가 44.8%로 나타났으

며 외국어실력은 ‘부족’ 47.7%, ‘보통’ 27.1%, ‘매우 부족’

20.2%, ‘잘함’ 3.6% 순으로나타났다. 다문화 련된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가 59.6%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련 수

업이 다문화사람들에 한 인식 태도에 도움이 되었

는가에 한 응답은 ‘그 다’ 31.2%, ‘보통’ 17.5%, ‘매우

Variables Mean SD Min Max

Cultural competency 3.48 ±.52 1.24 5.00

Cultural awareness 3.78 ±.64 1.00 5.00

Cultural attitudes 3.73 ±.55 1.75 5.00

Knowledge and skills 2.92 ±.64 1.00 5.00

<Table 2>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and Sub-domain         (N=663)

Variables Category
Curtural awareness Cultural attitudes Knowledge and skills Curtural Competenc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 p

Age(yr)

21.82±5.65

<20a 3.74±.60 1.21

(.299)

3.64±.52 7.12

(.001)

2.86±.55 2.58

(.077) 3.19±.46

4.21 .015

a,b<c

21-25b 3.81±.67 3.79±.56 2.94±.67 3.28±.53

26<c 3.86±.66 3.86±.63 3.07±.84 3.39±.70

Gender Female 3.81±.62 -1.47

(.141)

3.77±.51 -2.24

(.026)

2.96±.61 -2.14

(.033)

3.29±.50 -2.59 .010

male 3.73±.68 3.65±.63 2.84±.68 3.17±.55

Grade 1 a 3.71±.65 1.67

(.172)

3.62±.51 9.08

(<.001)

2.81±.64 16.6

(<.001)

3.15±.51 14.92 <.001

a,b,c<d2b 3.76±.65 3.64±.58 2.86±.59 3.18±49

3c 3.80±.66 3.80±.56 2.86±.62 3.23±.50

4d 3.89±.58 3.92±.50 3.32±.59 3.55±.49

Major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3.77±.62 -.330

(.741)

3.78±.54 2.89

(.004)

3.01±.64 4.84

(<.001)

3.32±.53 4.42 <.001

Non-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3.79±.68 3.65±.57 2.77±.60 3.14±.48

Marriage status Single 3.77±.64 -1.90

(.058)

3.72±.55 -3.00

(.003)

2.91±.63 -2.27

(.023)

3.24±.51 -2.76 .006

Married 4.05±.59 4.09±.57 3.25±.76 3.58±.61

Religion Yes 3.84±.61 1.61

(.108)

3.81±.52 2.62

(.009)

2.99±.63 2.13

(.034)

3.32±.51 2.50 .013

No 3.75±.66 3.69±.57 2.88±.63 3.21±.52

Multicultural relatives Yes 3.88±.62 1.10

(.272)

3.80±.45 .920

(.358)

3.12±.53 2.27

(.024)

3.40±.45 2.05 .041

No 3.77±.64 3.72±.56 2.90±.64 3.24±.52

Experience with Yes 3.84±.64 2.46

(.014)

3.83±.53 5.42

(<.001)

2.98±.63 2.92

(.004)

3.32±.51 4.00 <.001

multicultural people No 3.71±.64 3.60±.56 2.84±.63 3.16±.51

Multicultural friends Yes 3.95±.61 3.01

(.003)

3.93±.57 4.11

(<.001)

3.18±.64 4.73

(<.001)

3.47±.51 5.05 <.001

No 3.75±.64 3.69±.54 2.87±.62 3.20±.51

Volunteer experience for

Multicultural people

Yes 3.94±.60 3.21

(.001)

3.99±.51 6.08

(<.001)

3.18±.63 5.27

(<.001)

3.49±.50 6.03 <.001

No 3.74±.65 3.67±.55 2.85±.62 3.19±.50

Experience in visiting

foreign country

Yes 3.81±.66 1.03

(.304)

3.80±.53 3.14

(.002)

2.98±.68 2.31

(.021)

3.31±.55 2.59 .011

No 3.76±.63 3.67±.57 2.87±.60 3.20±.49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85±.60 3.40

(001)

3.81±.52 4.30

(<.001)

3.00±.61 4.01

(<.001)

3.33±.50 4.93 <.001

No 3.68±.68 3.61±.58 2.80±.65 3.13±.53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information

through various media

Yes 3.81±.65 1.89

(.059)

3.80±.55 5.53

(<.001)

2.97±.63 2.94

(.003)

3.30±.52 3.78 <.001

No 3.71±.62 3.54±.54 2.80±.63 3.12±.49

Need for Multicultural Required 3.87±.61 6.98

(<.001)

3.79±.54 5.70

(<.001)

2.99±.62 5.26

(<.001)

3.32±.50 6.72 <.001

education Not required 3.47±.65 3.50±.55 2.68±.62 3.00±.50

<Table 3> Cultural Compet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ulticultural Experiences     (N=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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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 8.7%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련된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7.8%,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다문화 련 정보를 경험한 이 있는 경우가 71.0%로

나타났다<Table 1>.

3.2 상  적 역량과 

상자의 문화 역량은 평균 3.48 (±.52)으로 나타

났으며 문화 역량은 문화 인식, 문화 태도, 문화

지식과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 역량 구성요소에

서 문화 인식의 평균 수가 3.78 (±.64)으로 가장 높

았고, 그다음으로문화 태도평균 3.73 (±.55), 문화

지식과 기술은 평균 2.92 (±.6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Table 2>.

3.3 적 특 과 다  경험에  적

역량  차

상자의 일반 특성과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

역량과 구성요소인 문화 인식, 문화 태도, 문화 지

식과 기술정도는 <Table 3>과 같다. 일반 특성 연

령이 26세 이상인 그룹에서 문화 역량이 가장 높았으

며(F=4.21, p=.015)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경우가 문

화 역량이 높았으며 구성요소인 문화 태도, 문화

지식과 기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학년으로 올

라갈수록, 보건계열인 경우, 결혼을 한경우, 종교가 있는

그룹에서 문화 역량이 높았으며 통계 으로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다문화 경험에 따라서는 가족이나 친척

에 다문화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문화

역량이 높았으며(t=2.05, p=.041), 다문화 사람들(외국인)

과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문화 역량

이 높았으며(F=4.00, p<.001) 구성요소인 문화 인식,

문화 태도, 문화 지식과 기술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문화 역량이 높았으며(t=5.05, p<.001), 다문화 사

람들을 한 사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문

화 역량이 높았으며(t=6.03, p<.001), 외국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문화 역량이 높았다

(t=2.59, p=.011). 다문화와 련된 수업경험이 있는 경우

가 없는 경우보다 문화 역량이 높았으며(t=4.93,

p<.001), 구성요소인 문화 인식, 문화 태도, 문화

지식과 기술에서도 다문화 련 수업을 들은 학생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문

화 련정보에 해 경험한 이 있는경우가없는경우

보다 문화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6.72, p<.001).

4.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미래세 인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

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

들을 상으로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 역량의 차이

를 확인하여 학생의 다문화역량 증진을 한 다양한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수행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다문화 경험에 따른 특성

으로 다문화 사람들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6.4%, 다문화 련된 수업경험이있는 경우가 59.6%, 다

양한 매체를 통하여 다문화 련 정보를 경험한 이 있

는 경우가 71.0%로 나타났다. 안옥희등[8]의연구에서 일

상생활에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과 경험이 있는 경

우가 36.6%, 다문화 련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7%

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

근 다문화 구성원들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측이 되며

한 국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어진

다. 특히 일 지역은 A시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

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국경 없는 마을’ 로젝트를 바탕

으로 이주민의 문화를 정착화 시키고 있으며 외국인 노

동자의 집단거주로 인한 다양한 문화 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22]. 상자들의 증가되는 다문화 련경험

은 우리나라가 다른 인종과 문화에 더 익숙해지고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사회로 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

사하고 있으며,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심 리더로 성장

해야 하는 학생들의 문화 역량을 지속 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 문화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 던 선행연구에서는

문화 역량은 평균 3.41 으로[10] 본 연구 상자들의

문화 역량이 평균 3.48 으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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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상자의 문화 역량의 구성요소에서는 문화

인식이 평균 3.78 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

태도 평균 3.73 , 문화 지식과 기술은 평균 2.9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연

구 상자들의 문화 인식이 가장 높고 문화 지식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10,23]. 본

연구결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다문화 지식과 기술에

한 부분을 살펴보면 상자의 학년이 1학년에서 4학년

으로 올라갈수록 지식과 기술에 한 수가 높아지고,

다문화 사람들을 한 사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다문

화 련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문화 지식과 기술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서 아[24]의 연구에서는

직 으로 다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문화 차이에 한

체계 인 이해를 돕는다고 하 고, 자신의 문화정체성에

한 통찰을 가지도록 하기 해 체험 심의 다문화 교

육과정과 로그램을 개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에 학생들의 다문화 지식과 기술 습득을 해 다문

화 련 교육과정운 학생활 동안 자원 사 활동

등의 다문화 체험 등이 문화 지식과 기술 향상에 도움

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자의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 역량과 구성요

소인 문화 인식, 문화 태도, 문화 지식과 기술정도

를 살펴보면 가족이나 친척 에 다문화 구성원이 있는

경우, 다문화 사람들(외국인)과 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다문화 사람들을 한 사경

험이있는경우, 외국 방문경험이있는경우, 다양한 매체

를 통해 다문화 련정보에 해경험한 이 있는 경우

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문화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복지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국인 친구의 유무나 해외체류경험, 외국어 능력 등의

문화 련 요인들이 문화 역량과 유의한 련성이 있

었으며[25], 간호사의 문화 역량은 외국어 수강경험이

있고, 외국어의 유창성이 높은 간호사, 문화 련 수업 경

험자, 외국의료인 경험자가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 간호 학생들의 문화 역량은 외국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 실력이 높

을수록, 다문화 간호에 한 교육 로그램을 할수록

높았다[27]. 본 연구결과와 련 논문들의 결과는 다양한

문화에 한 체험이 많을수록 문화 역량이 증 됨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나와 다른 문화에 한 경험의 폭

을 확 시켜 문화 역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와 련된 수업 경험이 있는

상자가 문화 역량이 높았으며 문화 인식, 문화 태

도, 문화 지식 기술도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자에게 문화 역량 교육

의 사 , 사후 조사결과에서 로그램 수료후 문화 역

량이 하게 개선된 보고[28]와 간호 학생을 상으

로 11회기의 다문화 교육 로그램을 용하여다문화 역

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연구[18]와 유사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본 연구 상자들의 39.9%는 다문화 련 수업

이 다문화사람들에 한 인식 태도에 도움이 되었으

며 다문화 련된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7.8%로 높게 나타나 연구 상자들의 부분이 다문화

역량을 스스로 높이기 해 다문화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학과 교육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민족과 문화 특성에 한 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

험 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의 문화 역량은

다문화 련 경험이 있는 상자들이 경험이 없는 상

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부분이 다문화 련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 실

제 차원에서 학생의 문화 역량 증진을 한 교육

과정과 다문화 체험 로그램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 역량의 차이를 확인하여 학생의 다문화역량 증

진을 한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 상자의 문화 역량은 평균 3.48

, 문화 역량의 구성 요소에서는 문화 인식이 평균

3.78 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 태도 평균

3.73 , 문화 지식과기술은 평균 2.92 의 순으로 나타

났다. 상자의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 역량과 구성

요소인 문화 인식, 문화 태도, 문화 지식과 기술정

도를 살펴보면 가족이나 친척 에 다문화 구성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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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다문화 사람들(외국인)과 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다문화 사람들을 한 사경

험이있는경우, 외국 방문경험이있는경우, 다문화와

련된 수업 경험이있는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문화

련 정보에 해 경험한 이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문화 역량이유의하게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다문화 련 경험이

다문화 인식, 태도, 지식과 기술을 정 으로 함양하는

데 큰 향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 있었으며 본연구결

과를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연구

상자는 일지역의 학생들을 상으로 수행하 으므

로 모든 학생에게 용하여 일반화하는데는 제한 이

있으므로 국단 에서 상자를 표집하여 반복연구하

기를제언한다. 둘째, 다문화 경험에 따라 문화 역량 수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문화 련 경

험에 한 다양한 로그램을 구축하고 그 효과성을 입

증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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